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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해당 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 구체적으로 구축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가용성 장애요인 및 인증 받지 않은 
사용자의 무단 접근, 불분명한 출처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로 인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신뢰성 저하 등의 보
안 위협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
능한 공개키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때 인증 받은 사용자만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공공 데이터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공용데이터, 개인데이터, 기
밀데이터로 설정해주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클라
우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공개키 기반 구조, 접근 제어, 안전한 데이터 스토리지, 사용자 인증,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bstract  The cloud computing has propagated rapidly and thus there is growing interest on the introduction of cloud 
services in the public institution. Accordingly, domestic public institution are adoption of cloud computing impose and 
devise a plan. In addition, more specifically, is building a cloud computing system in the public institution. However, 
solutions to various security threats(e.g., availability invasion of storage, access by unauthorized attacker, data 
downloaded from uncertain identifier, decrease the reliability of cloud data centers and so on) is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and revitalize of cloud services in the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public key 
based secure data management scheme for the cloud data centers in public institution. Thus, the use of cloud 
computing in the public institutions, the only authorized users have access to the data center. And setting for 
importance and level of difficulty of public data management enables by systematic, secure, and efficient. Thus, cloud 
services for public institution to improve the overall security and convenience.

Key Words : Public key based, Access control, Secure data storage, User Authentication, Cloud data centers in 
public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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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경제 기에 따른 ICT 비용 감, 정보자원 리

의 효율성 향상, 탄소 배출량 감소, 그린 IT 실 을 한 

클라우드 컴퓨 은 서버, 스토리지, S/W 랫폼, 어 리

이션 등 IC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이 으로 보 됨에 따

라 공공기 에서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미국, 국, 일본 등 주요 국

가들은 클라우드 컴퓨 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극 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하지만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클라

우드 스토리지에 근하는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도

입  활성화를 해서는 서비스 가용성 장애요인  신

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무단 근, 

악성코드가 삽입된 불법 데이터의 공격, 국가기  등의 

요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의 유출  변조, 불분명한 

출처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로 인한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의 신뢰성 하 등의 보안 에 한 해결방안

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

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공개키 기반

의 안 한 데이터 리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국내외 주요

국의 공공기  클라우드 컴퓨  도입 황에 하여 분석

한다. 3장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취약   보안 

요구사항에 하여 분석하고, 4장에서는 공공기  클라

우드 데이터센터에 활용 가능한 공개키 기반의 안 한 

데이터 리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제안사항의 안

성에 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2. 국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

2.1 국외현황

2.1.1 미국

미국은 SaaS를 심으로 공공업무에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목하는데 극 이다. 이를 통해 ICT 

인 라 구축을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클라우드 

컴퓨 을 용하여 66억 달러( 체 산의 11%)의 산 

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2010년에 클라우드 컴퓨  기

반의 친환경 경제활동을 발표하여 데이터센터 통합, IT

자원의 공유를 통한 원격근무 활성화를 추진하 다. 

한 2010년부터 단계 으로 인 라 구축과 민원서비스 등

을 클라우드 컴퓨 으로 환하고, 2011년 회계연도에는 

모든 정부부처를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목표로 추진하 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FTC

(미국연방거래 원회)에서 사생활 침해와 보안문제 등을 

제기하여 오바마 행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  체계의 도

입과 확산을 늦추기로 결정하 다[3, 4].

ㅇ연방정부 포탈(USA.gov)

연방정부 웹 포털(USA.gov)은 2009년에 Terremark

社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USA.gov는 하루 약 1억 명의 사용자가 방문함에 따라 

트래픽이 매우 요한 사항으로 제시되었는데 과거에 트

래픽이 높아지면서 로딩속도가 지연되고, 다운횟수 증가

하는 문제 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  도

입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 응이 가능하며, 

90% 정도의 비용 감  성능향상을 기 하고 있다.

ㅇ국방부 정보시스템계획국의 RACE

계속되는 ICT 인 라 증설 요구에 비해서 일정하지 

않은 자원 활용률로 인하여 국회에서 감사 시에 견 이 

과된다는 문제 이 지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정

보시스템계획국(DISA)은 2008년에 서버, 웹 애 리 이

션 랫폼 등 필요한 개발 환경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

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인 라  테스트 환경인 

RACE(Rapid Access Computing Environment)를 구축

하 다. 이러한 RACE를 통해 ICT 인 라의 구매 비용 

감, 각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른 자원할당 소요 시간 

단축, 사용자가 스스로 요청  결재하는 과  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모든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 , 

웹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서버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 비용 감 등의 기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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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국

국은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ICT 련 비용 감, 

유연한 애 리 이션 확장 등을 해 2009년에 공공부문

의 데이터센터 신 략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산자원을 클라우드 컴퓨  기반으로 제공하는 

‘G-Cloud’계획 발표하 다. 따라서 정부  공공부문의 

ICT 애 리 이션을 클라우드에 기반한 공유 네트워크 

달 서비스(Shared Network Delivery Service) 체계로 

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다[3]. 

ㅇ가상의 공공서비스 네트워크(PSN : Public Service 

Network) 구축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기반 인 라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 하고, 사용자 심의 디자인과 표 을 정립

하여 서비스 수  향상  보안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ㅇ 문 이고 체계 인 도입․활성화를 한 략  

근 방식 채택

공공부문의 데스크톱에서부터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그린 ICT 등의 용이 용이한 분야부터 클라우드 기술 

목을 시도한다.

ㅇ클라우드 기술을 보유한 민간 산업 활성화

공공의 조달 부문을 우선 상으로 기존 개별 시스템

을 클라우드 컴퓨  방식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성 높

은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ㅇ클라우드 컴퓨 에 기반한 정부 업무 추진 방식의 

환

5백만 명의 공무원들이 모두 G-Cloud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용 애 리 이션 스토어 구축하여 하

나의 통합형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 

ㅇ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이용한 그린 ICT  효

과 증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스토리

지, 처리 능력, 랫폼 애 리 이션 이용을 통해 효율성 

증   유비쿼터스 이용 환경 구축으로 그린 ICT를 구

한다. 

2.1.3 일본

일본은 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집약화  각 정보 

시스템의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디지털기

술에 의한 새로운 행정개  추진의 일환으로 2009년에 

“스마트 u-네트워크 실 략”에서 2015년까지 정부의 

산지원 활성화를 높이기 한 클라우드 컴퓨  도입 

발표하 고, 총무성에서 앙부처 클라우드 컴퓨  도입

을 한 “가스미가세키 로젝트”를 발표하여 1,000여개

의 자치단체에서 클라우드 도입 추진을 하여 2,000억 

원을 투입하 다. 다음은 일본의 정부 공통 랫폼 정비

에 한 방향성과 검토과제의 주요 내용이다[5]. 

ㅇ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  집약화

국가의 정보시스템  개발, 수리, 리운용의 비용 

비 효과를 고려하여 상시스템을 선정하여, 정부 정보

시스템의 효율 이고 안정 인 개발, 수리, 리 운용을 

해 정부 공통 랫폼에서 이용자인증 기능, 워크 로

우 기능, 백업 기능과 같은 공통기능을 제공한다. 

ㅇ각 정보시스템의 보유 데이터 연계

정부 정보시스템의 실태 악 조사 결과  비용 효과 

등을 검토하고, 데이터 연계  정보 공유에 따른 업무를 

재설계한다. 

ㅇ정부 공통 랫폼의 정비  리운용

애 리 이션 설계  개발에 한 역할분담과 시스

템 구축, 이행, 운용에 한 비용분담, HW․SW 조달에 

한 역할분담, 장애  문제 발생 시의 책임분담 등을 

명확하게 한다. 

2.1.4 중국

국은 2008년에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구 함으로

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운 비를 폭 감하고, 

기업 애 리 이션 개발 시간 단축  신규 시장으로 진

출과 소 트웨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해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하여 컴퓨  자원을 제공하는 우시(Wuxi) 

소 트웨어 개발단지를 추진하 다. 따라서 IBM 리서치 

국 지사는 우시 아이 크(iPark)와 력하여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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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Content

USA

Federal government portal(USA.gov), Cloud 

introduction and deployment on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DISA)

UK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plan 

for government cloud computing “G-Cloud”

JAPAN

The Kasumigaseki Cloud Plan is being 

promoted, joint research is being operated b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CHINA

Provide Cloud environment to S/W 

enterprises and developers by building Wuxi 

S/W  development.

AUSTRALIA

Prepare a strategy to transfer IT resource to 

cloud computing of the government by 

announcing “Cloud computing strategy”

KOREA

Publish “SLA Guide” and “Privacy Rule” to 

apply on cloud service, which includes Service 

availability, Data backup/recovery and 

security, Customer support.

<Table 1> Present condition on introduction of 
cloud computing for a major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

System x  System p 서버, System Storage DS 장치

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

해 에 지  자원을 약하고, 한 필요한 시기와 장소

에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을 폭 감  비즈니스 애 리 이션의 개발 시

간을 단축했다[3].

2.1.5 호주

호주는 2011년 1월에 “클라우드 컴퓨  략”을 발표

하여 정부기 의 IT자원을 클라우드 컴퓨 으로 이 하

기 한 략을 마련하 다. 이는 IT자원의 보안문제를 

검토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천천히 클라우드 컴퓨 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한다[3].

2.2 국내현황

2009년 5월에 정부차원의 “그린 IT 국가 략”을 발표

하여 클라우드 컴퓨  기반 구축, 장비 력화를 통한 

방송통신 인 라의 그린화를 진행하기로 하 으며, 2009

년 말 방송통신 원회, 행정안 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

로 “클라우드 컴퓨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 다. 이

어서 2010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클

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센터를 개소하고, 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5월에 “클라우드 컴퓨  확산  경쟁

력 강화 략”을 발표하 다. 한 서비스 가용성, 데이

터 백업·복구  보안, 고객지원, 약  등의 내용을 담

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용할 SLA 가이드와 개인정보보

호수칙이 2011년 10월에 방송통신 원회에서 발표되었

으며, 이용자의 신뢰를 높여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진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제도를 마련하 다[6, 7, 

8, 9].

3. 보안 취약점 및 보안 요구사항 분석

본 장에서는 공공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리 방식의 문제 을 분석한다. 한 분석한 내용을 바

탕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리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3.1 보안 취약점

3.1.1 데이터 유출

기존의 클라우드 환경과는 다르게 공공기 에 합한 

클라우드 환경은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에 속하여 구성원간의 각종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는 환경이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

의 공공 클라우드 망의 데이터센터 근은 공공기 의 

주요문서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에 장되어 있는 요한 데이터에 한 기 성을 

보장할 수 없다[10]. 

3.1.2 데이터 위·변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악의 인 공격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

고 내부 스토리지에 근한다면 데이터를 무단으로 /

변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

[11].

3.1.3 데이터센터의 가용성 침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는 다수의 스토리지가 집약되

어 있어 데이터 장량과 공유량이 많다. 따라서 악의

인 사용자가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삽입한 악성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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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무단으로 업로드 할 경우에 데이터센터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보안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2, 

13].

3.1.4 인증 받지 않은 사용자의 무단 접근

공공기  클라우드 서비스의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내부 데이터센터에 무분별하게 근하여 요한 데이터 

 공공기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인증 받은 사용자일지라도 악의

인 목 으로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악성코

드가 추가된 데이터를 업로드 는 ·변조하는 등의 공

격을 막기 어렵다.

3.2 보안 요구사항

3.2.1 기밀성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개인 스토리지와 기

 스토리지에 장되는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에 근 

가능한 사용자 정보는 기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의 분석은 곧 공격자에 의해 공공기  망에 속 가

능한 계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주요 공공 데이터가 

안 하게 스토리지에 장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

다. 이를 해 공공기  클라우드 환경의 통신에 사용되

는 사용자 인증 ID는 정당한 사용자  클라우드 서버만

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비 값의 출처  수신지, 횟

수, 길이 는 통신선로 상의 트래픽 특성에 하여 공격

자가 알 수 없게 해야 한다[10].

3.2.2 무결성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장되는 데이터는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스토

리지는 다수의 사용자가 근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

문에 데이터의 안 하고 효율 인 리를 해서 네트워

크를 통해 송되는 데이터가 ·변조  괴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송받은 데이터와 인증 ID의 ·

변조를 감지하기 하여 자서명 는 해시함수 연산 

등을 이용해야 한다[14].

3.2.3 가용성

공공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안 한 가용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공공기 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는 다수의 

구성원이 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 의 기  데이터

도 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 인 사용자로부터 악성 

데이터의 업로드 시도  악성코드 삽입 등 악의 인 행

를 사 에 차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15].

3.2.4 사용자 인증

공공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 기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근하는 사용자가 송

한 메시지 는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고, 그 실체의 신

분이 거짓이 아닌 정당한 사용자임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Security 

Threats
Security requirements

data leakage

ㆍUser authentication ID should only be 

verified by legitimate user and cloud server.

ㆍAttacker should not be able to find about 

source and destination of a secret value, 

frequency, length or traffic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ata forgery

ㆍPrevent data forgery/modulation for safe 

and effective data management.

ㆍUse electronic signature or hash function to 

detect forgery and modulation.

Availability 

invasion of the 

data center

ㆍBlock malicious activity that attempts to 

upload malicious data and inject malicious 

code.

Unauthorized 

access of 

unauthorized 

user

ㆍA source of message or data user sent 

should be clear, it should be verifiable to 

identify the user.

<Table 2>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requirements in a public 
institution cloud environment.

4.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

4.1 시스템 개요

본 에서는 공공부분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데이

터를 안 하게 장하고 리하기 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본 제안방식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망은 다

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공기  데이터센터를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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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공기  임워크에 특화된 환경에 용됨을 가

정한다. 

제안하는 데이터 리 기법은 공공기  클라우드 데

이터센터에 데이터를 장할 때 데이터의 요도를 공용

데이터/개인데이터/기 데이터로 나뉘어 스토리지에 

장하여 효율 으로 데이터 리를 용이하게 하며, 데이

터가 장되기 에 해당 데이터의 안 성 검증을 제공

하여 데이터센터의 신뢰성과 안 성을 높 다. 한 허

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상  스토리지에 장된 데이터에 

근을 방지하여 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안 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제안방식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사용

자 인증티켓을 발 받아 해당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의 구성원으로 증명 받고, 발 받

은 인증티켓을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의 ID를 생성하여 

인증 차를 수행하는 사용자 가입  인증 단계와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업로드하려는 데이터의 요도

를 공용/개인/기 로 나 어 장하는 데이터 장 단계,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을 원하는 데이터의 다운로드

를 요청하는 데이터 다운로드 단계의 총 3단계로 구분된

다. 다음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공기  클라

우드 데이터 센터에 활용 가능한 안 한 데이터 리 기

법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Overview of the proposed scheme

4.2 시스템 파라미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토콜에 사용되는 주요 시

스템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 사용자 *

․  : 클라우드 서버

․  : *의 공개키로 암호화

․ : 클라우드 서버의 n번째 난수값

․ : 클라우드 서버의 n번째 타임스탬 값

․  :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  : 사용자의 *의 개인정보값

․∙  : 해시함수 연산

․  : 사용자 *의 인증ID

4.3 사용자 가입 및 인증 단계

다음의 [Fig. 2]는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속하기 한 사용자 ID를 발 받기 한 사용자 가입 

 인증 단계이다. 사용자는 공공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사용자 인증티켓을 발 받아 해당 공공기  클라우드 데

이터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의 구성원으로 증명 받

고, 발 받은 인증티켓을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의 ID를 

생성하여 발 받는 과정을 보여 다. 

[Fig. 2] service registration and authentication 
phase

ㆍstep 1 : 사용자는 소속된 공공기  그룹의 클라우

드 서버에 속을 한다.

ㆍstep 2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속한 해당 사

용자가 기존에 가입된 사용자인지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복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ㆍstep 3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해당 사용자의 

복 가입 여부 확인을 완료한 뒤 사용자 ID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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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공 클라우드 서버 자체의 난수값과 타임스

탬 값을 연산한 인증티켓를 생성하여 해당 사용자

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
║ )

ㆍstep 4 : 사용자는 송받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의 

인증티켓을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한 후, 해당 값

에 사용자가 랜덤으로 지정하는 개인정보값을 연

하여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이는 

해당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 ║║)

ㆍstep 5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사용자로부터 

송받은 인증정보를 복호화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

값을 획득한다. 복호화하여 획득한 난수값과 타임스

탬 값이 서버가 생성한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

반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통신이 안 하고 정당한 

통신임을 확인한다. (획득  검증)
ㆍstep 6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획득한 사용자

의 개인정보값을 서버의 랜덤값과 새로 생성한 타

임스탬 값을 연산하여 사용자 ID를 생성한다. 

(⊕⊕ )

ㆍstep 7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생성된 사용자 

ID를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뒤 해당 사용

자에게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
)

ㆍstep 8 : 해당 사용자는 새롭게 발 받은 사용자 ID

를 획득하고 가입  인증 단계를 마무리한다. 

(   )

4.4 데이터 저장 단계

다음의 [Fig. 3]은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업로드하려는 데이터의 요도를 공용/개인/기 로 나

어 장하는 데이터 장 단계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업

로드하려는 데이터를 요도를 설정하여 공용데이터/개

인데이터/기 데이터 스토리지로 나 어주고, 각각 기

성/무결성/가용성의 난이도 등 을 나 어 해당 데이터

의 난이도를 산정하여 등 에 따라 알맞은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장하는 과정을 보여 다.

[Fig. 3] Data upload phase

ㆍstep 1 : 사용자는 사 에 가입을 마친 자신이 소속

된 공공기  클라우드 망에 속한다.

ㆍstep 2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송받은 사용

자 ID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해당 사용

자의 사용자 ID와 비교하여 속을 승인한다. 해당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

자라면 속을 불허하고, 가입단계로 돌아간다. 

ㆍstep 3 : 사용자는 데이터를 업로드 하여 보안성 검

사 툴을 통해 1차 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당성을 검

증 받는다. 결과에 따라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의 

감염과 같이 보안 문제 이 발생할 경우에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데이터 업로드를 강제 으로 

취소시킨다. 

ㆍstep 4 : 사용자는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에 해서 

요도를 설정해 다. 데이터는 용도에 따라 공용데

이터/개인데이터/기 데이터 스토리지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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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 Download phase

다. 나 어진 데이터에는 각각 기 성/무결성/가용

성의 난이도를 1~5사이의 등 을 산정한다. 산정한 

데이터의 난이도 등 에 따라 해당 스토리지에 맞

는 구역에 장한다. 이는 데이터의 요도에 따라 

유형별로 장되기 때문에 공공기  클라우드에 특

화된 환경에서 안 한 데이터 리가 가능하며, 난

이도에 따라 세부 으로 장되기 때문에 효율 인 

데이터 리를 가능하게 한다.

ㆍstep 5 : 장이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유형  

제목, 장된 스토리지 구역번호 등을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별도로 리스트업한다. 

4.5 데이터 다운로드 단계

다음의 [Fig. 4]는 사용자가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

터센터에 속하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을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받기 한 단계이다. 공공기  클라우

드 서버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다운로드를 요청 받았을 

때 속한 사용자로부터 해당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등 의 스토리지에 근할 수 있는 사용자 ID정보를 요

청하고, 요청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장된 스토리지에 

근권한을 단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요청한 사용자

에게 다운로드 되는 과정을 보여 다.

ㆍstep 1 : 사용자는 사 에 가입을 마친 자신이 소속

된 공공기  클라우드 망에 속하여 사용을 원하

는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요청한다.

ㆍstep 2 :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검색

한다.

ㆍstep 3 : 서버는 데이터를 요청한 사용자가 해당 데

이터에 근이 가능한 사용자인지 검증을 해서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등 의 

스토리지에 근할 수 있는 사용자 ID정보를 요청

한다. 

ㆍstep 4 : 요청받은 사용자 ID정보를 사용자데이터베

이스에 조회하여 해당 데이터에 해 근권한이 

없는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의 요

청을 불허하고 재검색을 요구하게 된다.

ㆍstep 5 : 서버는 사용자 검증이 완료되면 데이터의 

다운로드를 허가한다. 한 데이터 다운로드 이력은 

데이터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리한다. 

이는 허가받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의 다운로드 요

청이 수행되어도 해당 데이터의 사용내역  다운

받은 IP주소 등을 기록함으로써 데이터를 지속 으

로 안 하고 효율 으로 리할 수 있게 한다.

ㆍstep 6 :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데이터를 복호

화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다운로드 단계를 마무리 

한다.

5. 안전성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데이터 리 기법의 안 성을 

앞선 3장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분석한다.

5.1 기밀성

제안하는 기법의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속하기 한 사용자 인증ID

(⊕⊕ )는 클라우드 서버가 

생성하는 난수값, 타임스탬 값과 사용자가 랜덤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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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Security requirements Proposed scheme

Confidentiality

ㆍUser authentication ID 

should only be verified by 

legitimate user and cloud 

server.

ㆍUser Authentication ID(   ⊕⊕ ), the cloud server-generated 

random values, timestamp values, the value of your random private information is generated 

by the operation.

ㆍEven if an attacker steals user authentication ID, public Institution cloud service is not 

available.

ㆍWhen you upload data to the data center, user authentication I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ata due to receive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the data.

Integrity

ㆍPrevent data 

forgery/modulation for 

safe and effective data 

management.

․User authentication ID using the hash function operation is generated.

․User authentication ID, data upload process of the server in the cloud is compared with 

the databa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validity and integrity of the data is provided.

Availability

ㆍBlock malicious 

activity that attempts to 

upload malicious data and 

inject malicious code.

ㆍWhen uploading data, and security test tool to us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ata in 

advance.

․In the event of security problems to upload the data to cloud servers forcibly canceled 

by the availability of the service to ensure safety.

User

authentication

ㆍA source of message or 

data user sent should be 

clear, it should be 

verifiable to identify the 

user.

ㆍThe malicious attackers are issued directly from the server random value() and 

timestamp inform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obtain, and cloud services can not be 

issued a valid ticket information.

ㆍAttacker to use a Public Institution cloud service for user authentication ID because it can 

not be issued, secure user authentication capabilities.

<Table 3> Security Analysis

정한 개인정보값의 연산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해당

되는 서버의 난수정보와 타임스탬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 인증ID를 탈취하더라도 공공기  클

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한 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업로드 할 때도 사용자 인증ID를 통해 데이터

의 정당성을 검증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하게 장시

킬 수 있다. 

5.2 무결성

제안하는 기법은 해시함수 연산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ID를 생성하여 장하게 된다

(⊕⊕ ). 생성된 사용자 인

증ID는 데이터 업로드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를 통해 해당 데이터의 정당성과 무결성을 

제공한다.(


)

5.3 가용성

제안하는 기법의 데이터 리 기법은 데이터의 업로

드시에 보안성 검사 툴을 사용하여 사 에 해당 데이터

의 정당성을 검증 받는다. 결과에 따라 바이러스  악성

코드 등의 감염과 같이 보안 문제 이 발생할 경우에 공

공기  클라우드 서버는 데이터 업로드를 강제 으로 취

소시킨다. 이를 통해 악의 인 사용자로부터 악성 데이

터 업로드 시도를 사 에 차단함으로써 서비스의 안 한 

가용성을 보장한다. 

5.4 사용자 인증

제안하는 기법의 공공기  클라우드 서버가 생성하는 

인증티켓(
║ )은 사용자가 데이터센터

에 속하기 한 사용자 인증ID의 생성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악의 인 공격자는 해당 티켓 정보를 가로

채더라도 서버에서 직  발 한 난수값()과 타임스

탬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클라우

드 서비스의 올바른 티켓 정보를 발 받을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공공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한 

사용자 인증ID 한 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안 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6. 결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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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인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가 으로 보 됨에 따라 공공분야

에서 해당 서비스의 도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주요국을 포함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

퓨 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차 구

체 으로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

드 도입  활성화를 해서는 서비스 가용성 장애요인

 보안 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서 활용 가능한 공개키 기반의 안 한 데이터 리 기법

에 해서 제안하 다. 

이를 통해 공공기 에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할 때 

인증 받은 사용자만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수 있고, 공공 

데이터의 요도와 난이도를 공용데이터, 개인터이터, 기

데이터로 설정해주어 체계 이고 안 하며 효율 으

로 데이터 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기 에서

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 반 인 보안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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